대중 교통 & 트럭 우선

2021년 1월, Main St와 Kissena Blvd, Sanford
Ave에서 Northern Blvd까지, 북쪽 방향 도로는 버스
차선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1년간의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

•

회랑을 따라 이동하는 11개 버스 노선의 운행
속도와 신뢰성 향상
회랑을 따라 움직이는 트럭의 이동성과 배송
흐름을 개선

신규 Main St. / Kissena Blvd.
버스 차선 단속
하루 24시간 / 연중무휴

버스, 트럭, 응급 차량만이
Main St와 Kissena Blvd, Sanford Ave에서 Northern
Blvd까지, 북쪽 방향 도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기타 모든 차량은 연석과 차고지에 접근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해당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한
다음번에 버스 차선 밖으로 우회전하여 벗어나야 합니다.
41st Ave의 경우에는 좌회전도 허용됩니다. 다른 모든 경
우에는 버스 차선 좌회전이 금지됩니다.

승객을 태운 차량은 회랑 위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킬 수 있으며, 회랑 옆 모든 블록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Nyc.gov/busprojects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네, 연석과 차고지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랑을
따라 각 블록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때 버스 차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한 다음번에 버스 차선
밖으로 우회전하여 벗어나야 합니다. 41st Ave의
경우에는 좌회전도 허용됩니다.

왜 41st Ave를 제외하고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회전하는 차량 뒤에서 버스와 기타 접근 차량이
갇혀 버리는 것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좌회전은 보행자
부상률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41st Ave에는
전용 회전 차선과 전용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시작

Main St. /
Kissena Blvd. 버스 차선
시범 프로젝트

Sanford Ave에서 Northern Blvd까지
.

승하차는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회랑 모든 곳에서 승하차가 허용됩니다. 단,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트럭으로 간주합니까?
2개 이상의 차축 또는 6개 이상의 바퀴를 가진 모든
차량은 트럭으로 간주합니다.

버스 차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단속합니까?
경고장 및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NYPD 교통
요원이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회랑
곳곳에 자동화된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할
것입니다.

연석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합니까?
연석 단속은 NYPD 교통 요원이 시행합니다. 향후
설치될 자동화 카메라는 버스 차선 단속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할
예정입니까?
버스 운행 성과, 안전, 주차, 교통, 트럭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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